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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55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페레로 임직원 수

40,000명 이상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의 임직원 수

약 3,000명

알바(Alba) 지역의 페레로 퇴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제공된 의료검진 횟수

1,064회

킨더+스포츠(Kinder+Sport)

23 400만
스포츠 종목 수 이벤트에 참여한 아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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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
(계속)

페레로 가족

입사 첫 날부터 은퇴까지, 회사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페레로는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페레로는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투자합니다. 페레로 대학(Ferrero 
University)을 통해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YourLearning”과 “Know-How Academies”를 통해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양성의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직원들의 노력에 
보상하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인정합니다.

직장내 건강과 안전은 페레로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건강안전(H&S) 교육을 통해 회사의 정책 실행에 
직결되는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직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6/17년 동안 페레로 생산공장 직원들의 부상 빈도 지수는 
근무시간 기준 100만 시간당 7.92건을 기록, 전년대비 12% (9.02
건) 감소했습니다. 올해 페레로의 건강안전사회책임 연구소(Health, 
Safety and Social Responsibility Laboratory)는 “10가지 안전 
수칙”을 마련하였고, 페레로의 모든 공장 직원들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25,000시간 이상
전체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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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 재단

1983년 미켈레 페레로 선대회장에 의해 사회기업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 직원 및 
가족들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마리아 프랑카 페레로 이사장이 손수 이끄는 페레로 재단은 퇴직 
직원과 그 가족(아동, 청소년 포함)들을 대상으로 의료관리, 공유학습, 
문화활동 등 지원을 통해 “아름답게 나이들기(aging well)”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3명
페레로 재단이 제공하는 기능교육 코스에 
참여한 참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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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 
2005년에 설립된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은  
카메룬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인도의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국가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  
사회적 성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그 상당수는   
페레로 재단 및 현지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아공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 수  
연도별 8월 31일 기준

29% 71%

인도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 수  
연도별 8월 31일 기준

66.5% 33.5%

Cameroon

미켈레 페레로 사회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 수  
연도별 8월 31일 기준

37.4% 62.6%

2008 2016 2017

206

248

90

2008 2016 2017

340340

185

2008 2016 2017

2,349
2,113

650

우리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
(계속)

카메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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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스포츠 
페레로가 운영하는 국제적 기업사회책임 프로그램인  
킨더+스포츠는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전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운동의 즐거움(Joy of Moving)을 
전파하여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활동적인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6/17년에는 전세계 30개국에서   
총 7,796개의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킨더+스포츠는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로 12년째에 접어든 킨더+스포츠는 “운동의 즐거움(Joy of 
Moving)”이라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수년 동안 학술 연구 및 실험을 거쳐 개발된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신체활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즉 신체 활동에서 건강한 
습관과 기쁨을 찾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킨더+스포츠의 연간성과 (2016/2017)

400만
활동참여 아동 수

30
행사 국가 수

132 
협찬 연맹 및 협회 수

7,796
진행된 이벤트 수

23
스포츠 종목 수

€11.8m
총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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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치사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페레로의 접근방식은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6 단계로 구분됩니다.

• 창안(Create): 훌륭한 맛과 탁월한 제품 경험을 보장하는 패키징 개발

• 선택(Choose):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최고의 원재료를 구매

• 생산(Make): 효율적인 운영 관리

• 보관 및 배송(Store and Deliver): 최대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원재료를 공장에 전달 및 보관하고, 완제품을 고객에게 배송

• 소비자(You): 제품 소비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

지속가능성은 핵심적인 요소로서, 페레로는 “가치공유를 통한 가치창출”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해나갑니다. 페레로는 지속가능한 가치, 
대화와 투명성을 추구하는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원재료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와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ferrerocsr.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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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RSPO 분리인증 친환경 팜유 사용

100%

친환경 인증 코코아 사용 비율      
(2020년까지 100% 달성 목표)

70%

페레로 농업가치 프로그램(FFV)에 참여하는 
헤이즐넛 농장 수확률 증가

20-25%

포장의 5대 원칙(5R): 재생, 재활용, 재사용,   
제거, 감소

5Rs 
(Renew, Recycle, Reuse, Remove,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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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create)

모든 제품은 빛과 냄새,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되야 하는 과제와 
함께 기계적인 보호, 보관 수명 및 
소포장 사이즈 등 포장과 관련한 
특정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페레로는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고려합니다.

각 전담 팀은 아래의 3가지 패키징 디자인 원칙을 
활용하여 솔루션 개발을 위해 협력합니다.

•	적절한 소포장 제품의 신선도와 무결성(integrity) 확보

•	  패키징 디자인에 안전한 재료 사용 및 5R 전략 적용

•	  특별한 모양과 재료를 채택하여 브랜드 가치와의 
일관성 보장

페레로는 도전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포장 시나리오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재활용(RECYCLE)
재활용 재료 및 수명 종료 시점에 높은 수준의 
회복력을 지닌 재료 사용(기술적, 법적, 양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활용)

재사용(REuSE)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거나 생산 사이클에 다시 
편입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 및 적용

제거(REMOVE)
포장재 구성 요소의 수 최소화

재생(RENEw)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추출한 재료 사용  
(먹이 사슬에서 탈피)

감소(REDuCE)
포장 경량화, 과대포장 최소화, 디자인 최적화를 통한 
재료 사용량 감소 

5R 원칙
페레로의 친환경 디자인(Ecodesign) 
방식에 5가지 요소(5R)를 통합 

패키징 개발 및 계획과정에서 우리는 최고의 품질과 
신선도를 달성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5R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5R은 페레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원칙으로, 친환경 
디자인을 고려한 창의적 포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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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관련 도전과제
“훌륭한 맛과 탁월한 제품경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하는 문제 

제품 신선도

<회사로부터>
 1 

제품 품질 보호
품질, 외관, 기능성 측면에서 소비자가 

가진 최상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디자인하고 재료를 선별

 3
유통

운송중의 손상과 
오염으로부터 제품보호

4
판매/구매

제품의 손상없이 판매/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제품 신선도

<소비자까지>
5

소비자 사용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긍정적인 소비자 

경험을 선사하는 패키징 제공

6

패키징 수명 종료
수명 종료를 고려한 패키징 

디자인 및 표시를 통해 
올바른 처분을 지원

패키징 디자인 팀
도전과제 YUMMY!

 2
생산

취급 과정 중 기계 사용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손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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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choose)

“가치공유를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실천해나갑니다.”

페레로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페레로는 최고의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재료의 
원산지 및 다양한 공정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지식문화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페레로는 “가치공유를 통한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한편, 
원재료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와 대화와 투명성에 입각한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따르면 가치창출이란 일련의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룹 
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원재료 생산을 특징짓는 조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공급업체 및 협력자들이 페레로의 
비즈니스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투명성 또한 제고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므로, 농촌 
개발이야말로 농민,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을 돕는 진정한 
출발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페레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표준에 따른 농업 실천과 사회 협력에 
매진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산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ACtS(Ferrero Agricultural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체계 내에서 “페레로 
농업가치(FFV -Ferrero Farming Values)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각각의 맞춤형 FFV 프로그램은 3대 축(3-pillar)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개발, 표준 
및 인증 채택, 제도적·집단적 참여 등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글로벌 소싱 활동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주체가 혼자의 힘으로 
지속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축은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일련의 연계사업을 
통해 구현됩니다.

지속가능한 농산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페레로는 
F-ACTS 체계 내에서 “페레로 농업가치
(FFV -Ferrero Farming Values)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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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공급망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개발
인증 및 표준 채택

3대 축

팜유

헤이즐넛

사탕수수

계란

우유

코코아

2015년 1월부터
친환경 및 분리 인증 팜유만을 사용(100%)

2020년까지
이력추적계획 시행(100%)

2020년까지
친환경 사탕수수만을 사용(100%)

2025년까지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농장 달걀만을 사용(100%) 
(EU 공장들의 경우 2014년 9월에 달성)

엄격한 품질기준 추구, 지속가능성 지표 모니터링

2020년까지
친환경 코코아만을 사용(100%)

pRogRaMs objeCtives

제도적·집단적 참여

페레로의 3대 축(3-PILLAR) 접근방식

COCOA

30 - 65 - 70 - 35 40 - 70 - 80 - 60 50 - 0 - 100 - 10

PALM OIL

05 - 20 - 90 - 0 05 - 30 - 100 - 10

SUGAR - 001

50 - 0 - 100 - 10 0 - 0 - 0 - 30 0 - 0 - 0 - 50

EGGS

0 - 10 - 20 - 40 0 - 60 - 100 - 0 0 - 45 - 100 - 0

MILK

30 - 0 - 10 - 20 60 - 0 -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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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코코아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페레로 농업가치(FFV) 
프로그램을 통해 코코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접근방식은 인증, 제도적 참여, 프로젝트 파트너십의 
3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페레로는 2020년 말까지 
100% 인증된 코코아 원두만을 사용키로 약속하였으며, 2016/17 
회계연도중 페레로가 사용한 13만 톤 이상의 카카오 원두 중   
70%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선택 (choose)
 (계속)

코코아 인증 로드맵

2013년 8월

2016/17 회계연도

2016년 8월 2018년 말 2020년 말

25% 75% 100% 70%50%

팜유

페레로는 환경과 팜유 생산국의 지역사회들을 위해 팜유 
산업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페레로의 기업 문화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페레로는 RSPO로부터 분리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팜유만을 사용(100%)하는 최초의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9페레로 그룹 | 기업사회책임 2017 보고서 요약본

헤이즐넛

헤이즐넛은 페레로의 주요 제품에서 항상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고품질의 헤이즐넛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 헤이즐넛 가치사슬(value chain)과 관련된 활동의 확대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경작지 및 조달시장 다변화에서 가공에 
이르기까지 헤이즐넛 관련 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로서 
헤이즐넛 컴퍼니(Hazelnut Company)를 설립하였습니다. 페레로 
헤이즐넛 컴퍼니의 전략적 우선순위 중 하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헤이즐넛 공급망의 전과정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헤이즐넛 생산국으로서 터키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페레로는 
터키의 헤이즐넛 경작 환경개선과 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페레로 
농업가치(FFV)” 프로그램을 만들어 터키 내 헤이즐넛 농장의 수확량 
제고와 품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력추적이 가능한 헤이즐넛 소싱 로드맵

2014년 말

2016/17 회계연도

2016년 말 2018년 말 2020년 말

5% 15% 50% 1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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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와 계란

페레로는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엄선된 

우유 생산업체들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페레로는 모든 우유 공급업체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신선도와 품질을 보장해 왔습니다. 
페레로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단순하고 확실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복지 및 환경책임 측면에서 특장이 있는 
공급업체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페레로는 통합된 달걀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동물의 생애주기 
및 사료성분은 공급업체가 관리합니다). 또한 페레로의 글로벌 
공급망은 케이지프리(cage-free) 농장에서 공수한 달걀만을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EU 지역에서는 이미 2014년에 
케이지프리 달걀만을 사용(100%)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페레로가 사용하는 달걀의 95% 가량이 유럽 공급망으로부터 
공수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5년까지는 백퍼센트 케이지프리 계란 및 
계란원료만을 사용한다는 목표입니다.

케이지 프리(cage-free) 농장 계란 사용 로드맵

전세계EU

2025년 말2014

100% 100%

설탕

페레로는 수많은 농산조합 및 설탕 생산업체들과 

강력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페레로는 고품질의 설탕을 제공하는 대규모 공급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또한 설탕 소싱의 다변화를 위해 당사의 
조달팀과 품질관리팀이 신규 공급업체 선정절차를 마련한 결과, 
페레로가 선택한 원당(raw sugar)은 항상 엄격한 고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레로는 2020년까지 100% 친환경 정제 설탕만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설탕 소싱 로드맵

2015년 3월

2016/17 회계연도

2016년 말 2018년 말 2020년 말

10% 40% 70% 100% 46%

선택 (choose)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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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0.5%

1.3%

CO2 배출

1.7%

7.5%

범위2

범위1

원래료

포장재

공급망

완구

직원 출장

폐기물 및 보조제품

범위3

90.8%

64.7%

13.5%

4.3%

6.4%

인증

1. ISO 14001, ISO 50001 인증

페레로는 자체 제조공장 및 창고에서 ISO 14001과 ISO 

50001 표준에 따른 환경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17 

회계연도 말 기준 18개의 공장과 7개의 창고가 ISO 

14001 인증을 받았으며, 그 외 7개 공장은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 에너지 절약

최근 몇 년 동안, 페레로는 열병합발전(COgENERAtION) 

또는 삼중열병합발전(tRIgENERAtION)으로부터 전력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제조공장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또한 가능한 최대한 재생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말 현재, 운영 가능 시설로 

분류된 11개의 열병합/삼중열병합 발전 공장이 고효율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폐기물 관리

페레로는 재료의 재사용 및 회수를 널리 행하고 알리는 

한편 재사용 또는 회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며, 매립은 마지막 선택지로서만 고려합니다.

4. 물 관리

2016/17년 동안 냉각회로 개선, 세척기 주형 효율 최적화, 

물 분배 시스템 손실 제거 및 빗물 재사용등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5. CO2 배출

2009년부터 전체 페레로 제품 공급망의 영향을 파악하고 

저배출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년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LCt(Life Cycle 

thinking) 접근법을 채택하여 제품수명 및 환경에 미치는 

주된 영향을 여러 단계에서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페레로 

그룹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폐기물 회수율

95%

제품수명 및 환경에 미치는 

주된 영향을 여러 단계에서 

평가하는 LCT(Life Cycle 

Thinking) 접근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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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의 공급망 관리 부서가 원재료 및 
포장재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공장에 보관, 
선적, 운송하고, 완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를 늘림으로써,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의 양을 18톤 가량 감축하였으며, 물 사용량을 1,000㎥ 
절감하였습니다. 

튀니지 모나스티르(Monastir) 창고 내 조명 교체를 통해 연간 12.5
톤의 CO₂ 저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국내 운송용 천연가스 트력 사용을 23% 
증가시켰습니다.

포장재가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는 페레로가 해당 지역의 포장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포장재를 
올바르게 폐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보관 및 배송
(store and 
deliver) 

소비자(you)

변화와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예시);

누텔라

용기를 재활용*하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과 공유해주세요.

지역 용기수집 시스템에 따라 관리합니다. 
해당 수집함에 넣어주세요!

킨더 부에노

초경량 포장재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집함에 
넣어주세요!

페레로의 스낵 제품은 복합 필름을 사용하는 대신,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합니다. 일종의 알루미늄 바니시3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포장재로 표기됩니다.

3  복잡한 다중재료 필름 제작을 위해 알루미늄 필름을 사용하는 대신, 특수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 
필름 위에 알루미늄 분자를 “분사”할 수 있는 금속 코팅 필름으로, 재료의 원자가 희박하게 
들어있음에도 동일한 보호 수준을 제공할 수 있음.

* 2차 재활용 방안

www.nutella.com/de/de/diy

2016/17 회계연도 중 
이탈리아 국내 운송용 
천연가스 트럭 사용 증가율

+23%

PAP 21

PAPER

GL 70PP5

PLASTICS

C/PAP 82

COMPOSITES
PAPER GLASS

Nutella

PP5

PLASTICS

PP5

PLASTICS

Kinder Bueno





페레로의 기업사회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페레로 그룹의 2017 기업사회책임 보고서 전문 보기:  
https://www.ferrerocsr.com/our-csr-reports/

페레로 그룹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s://www.ferrero.com/ | https://www.ferrerocsr.com/

페레로 CSR 부서 연락하기:     
csr@ferrero.com





www.ferrerocsr.com


